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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 / 배송시 식품 안전 지침 

배경 식당의 음식은 종종 즉시 소비됩니다. 배달 또는 테이크 아웃 음식은 종종 나중에 먹기 위해 
미리 구입합니다. 음식을 준비, 보관, 픽업 및 배달하는 동안 적절한 음식 취급은 소비자가 음식

을 안전하게 섭취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. 

식품 안전 지침 손을 씻으십시오 (식품 시설 직원, 운전자, 소비자) : 

• 손을 자주 씻으면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의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• 음식을 취급 / 포장하기 전후에 적어도 20 초 이상 비누와 따뜻한 물을 사용하십시오.
•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과의 맨손 접촉을 최소화 하십시오. 필요에 따라 식품등급 장갑

을 착용하십시오.

냉온 음식 취급 (식품 시설 직원, 운전자) : 
• 찬 음식은 내부 온도가  41 ° F 이하로 보관해야 합니다.
• 뜨거운 음식은 내부 온도가 135 ° F 이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.
• 음식을 41 ° F에서 135 ° F 사이에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식품 매
개 감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

적절한     취급 절차 (식품 시설 직원, 운전자) :
• 픽업 및 배송 과정에서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 하십시오.
• 배달 직원이나 식품 취급자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음식물을 포장

및 가능하면 밀봉해야 합니다.
• 올바르게 포장된 음식만 배달 또는 픽업해야 합니다.
• 배달 시간이 30 분을 초과하는 경우,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운송할때에 드라이 아이스
또는 냉동 젤 팩과 같은 절연 포장재를 사용하십시오.

안전한    음식 배달 및 수령 (식품 시설 직원, 운전자) : 
• 운송하기 전에 음식이 올바르게 포장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. 항상 음식을 위생적으
로 보호해야 합니다.

• 배달된 음식은 빈번한 세척을 견딜 수 있는 매끄럽고, 세척이 가능하며, 불침투성 물
질로 만들어진 용기에 옮겨 담아야 합니다.

• 트렁크 및/또는 후면 보관 공간을 포함하여 차량 내부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
십시오.

배달 된 음식 (소비자)을 위한 권장 정보 : 

• 육류, 가금류 또는 계란과 같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들은 실온에서 2 시간 이상 방치
되었을 경우 모두 폐기 하십시오. 여기에는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이 포함됩니다.

• 소비하지 않은 경우,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가능한 빨리, 구입 또는 배송 후 2 시간

이내에 냉장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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